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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를 통한 기저대역

AM 변조 신호의 왜곡 특성 연구

Analysis of Distortion Characteristic of Amplitude Modulated Signal 
through a Current-Mode-Logic Frequency Divider

김  혁․박 영 철

Hyeok Kim․Youngcheol Park

요  약

본 논문은 AM 변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를 설계하고,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입출력
파형과 bias 포인트의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을 분석하였다. 또한, 입력 주파수 1,400 MHz에서 최적화되어 동작하는 주파
수 분할기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700 MHz 변조 신호의 전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주파수 분할기는 100 
MHz부터 3,000 MHz까지 동작하며, 2,900 MHz의 대역폭을 가지고 입력 주파수 1,400 MHz에서 —33 dBm의 입력 전력으
로 변환 이득 14 dB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DC 전압  3 V에서 입력 전압  0.2 V일 때  30 mA가 흐르며, 
변조 지수 0.5인 진폭 변조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가 1,400 MHz에서 700 MHz로 분주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 current mode logic frequency divider to transmit a baseband amplitude modulated signal. From simulation 
result, we studied input and output waveform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input bias voltage. For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of 
the study, we designed a current mode logic frequency divider at 1,400 MHz. The designed frequency divider operates between 100 
MHz and 3,000 MHz, for —33 dBm input power. The circuit draws  30 mA from  3 V supply, and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an amplitude modulated signal at 1,400 MHz with the modulation index of 0.5 was successfully downconverted to 70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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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신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주파수 변환장치로
믹서 대신 비선형 소자인 주파수 체배기를 활용하여 정

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되었다[1]. 일반적으로 주
파수 분할기나 체배기가 믹서에 비해 시스템 구성이 간

단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수신 단에서 PLL이나 주파수 합성기의 용도
로 활용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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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할기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Razavi 주
파수 분할기, Wang 주파수 분할기, TSPC 주파수 분할기,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가 있다. 최근 통신 시스템
은 고속 동작을 요구하므로 동작 속도가 빠른 전류모드

논리 주파수 분할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3],[4]. 

기존의 연구를 통해 입출력 파형의 단계에서 전류모드

논리 주파수 분할기를 활용한 AM 변조신호 전송 가능성
에 대해 확인하였고[9], 이를 확장하여 왜곡의 특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CMOS를 사용하여 기저대역 AM 신호

변조 방식에 활용되기 위한 전류모드논리(Current Mode 
Logic, 이하 CML) 주파수 분할기를 설계하였고, 모의실
험을 통해 주파수 분할기의 동작과 기저대역 AM 신호의
왜곡 특성을 제시하였다.

Ⅱ.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 설계

입력 주파수 1,400 MHz에 대해 700 MHz의 출력을 보
이는 2분할 주파수 분할기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분할기
는    3 V, 입력전압    0.2 V일때전체전류
   30 mA, 변환 이득이 약 14 dB이다.
그림 1은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블록 다이어

그램이다. 기본적으로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는 전
류의 스위칭을 이용하여 동작을 하는 회로이며, 두 개의
D-Latch를 이용하여 Master - Slave 구조로 구성된다[5]～[7].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는 과의 두 신

호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데 slave단 D-Latch 출력이
master단 D-Latch에 feedback으로 입력되는 형태로 내부적
으로는 하향변환 믹서와 같은 동작을 하도록 설계된다.

그림 1.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the CML frequency divider.

그림 2.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 회로도
Fig. 2. Schematic of the CML frequency divider.
 

그림 3.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레이아웃
Fig. 3. Layout of the CML frequency divider.
 
그림 2에서주파수 분할기의 가 1일 때 M5는 ON

이 되고, 입력되는  , 에 의해  , 를 결정한다. 
가 1일때는 M6가 ON이되고 가 1일때인이
전 상태의  , 값을 저장한다[8]. 위의 동작을 통해 입력
주파수의 2분주된 출력 주파수가 결정된다.
그림 3은 설계된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layout

이다. 0.35   CMOS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사
용된 port는   5개,   3개,   1개,   1개, 
  1개,   1개로 총 8개이며 chip 전체 크기는 3,800 
×1,900 로 설계되었다.

Ⅲ. 주파수 분할기 성능 분석

그림 4의 (a)는 설계된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입출력 전압 파형이다. 입력 주파수 1,400 MHz,  

0.2 V,  0.4 V인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출력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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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a) 입출력 파형, 
(b) 출력 스펙트럼

Fig. 4. (a) Input and output waveform and (b) output spec-
trum of the CML frequency divider.

 
수 700 MHz, 출력 전압  1 V, 변환 이득이 약 14 
dB인 출력 파형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파수 분할기
가 2분주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의 (b)는 설계된 주파수 분할기의 출력전압에 대

한 fast fourier transform (FFT) 분석 결과이다. 입력 신호
의 주파수 1,400 MHz에 대해 출력 주파수 700 MHz에서
출력 전압  1 V이고, 이를 dB로 환산하였을 때 0 
dB이며, 출력 주파수 1,400 MHz에서는 약 —62 dB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는 주파수 분할기의 측정된 input sensitivity이다. 

설계된 주파수 분할기는 100 MHz부터 3,000 MHz까지
2분할 동작이 가능하며, 입력 주파수 1,400 MHz에서 약
—33 dBm의 최소 입력 전력으로 주파수 분할 동작이 가
능하고, 3,000 MHz에서 0.458 dBm의 입력 전력으로 동작
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된 주파수 분할기의 대역폭 2,900 MHz의

그림 5.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input sensitivity
Fig. 5. Input sensitivity of the CML frequency divider.
 
모든 구간에서 0.458 dBm의 입력 전력으로 주파수 분할
기가 동작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기저대역 신호 전송 특성 분석

설계된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를 통해 AM 신호
변조에 대한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진폭 변조는 반송파
신호의 크기를 메시지 신호의 특성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이다. 
식 (1)～(3)는 메시지 신호  와 반송파 신호  

를 사용한 표준 진폭 변조의 정량적 표현이다.
  

   cos (1)
    

  cos (2)
    

      cos 
         coscos (3)
  

여기서 


은 변조 지수이다.

그림 6은 AM 변조된 입력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의 입
출력 파형이다. 입력 반송파 주파수    1,400 MHz, 
입력 메시지 신호 주파수    100 MHz, 변조 지수
0.5로 설정하였다. 이 때 주파수 분할기로부터 출력
된 반송파 주파수    700 MHz, 메시지 신호 주파수
  100 MHz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 반송파 신호의 주파수는 주파수 분할

기의 동작을 통해 1/2로 분할되고,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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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AM 변조 파형
Fig. 6. Input and output modulated waveform of the CML 

frequency divider.
 
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에 변조 신호를

인가하여 측정한 IMD3 결과이다. 입력 power의 sweep 결
과로부터 설계된 주파수 분할기의 IMD3는 —2.5 dBm 이
하의 입력 전력에서 약 —32.7 dBc로 saturation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선형성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제

작된 칩을 통해 왜곡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그림 8은 입력 bias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의 입력 AM 

신호에 따른 출력 전압의 결과이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조건은 반송파 신호 주파수    1,400 MHz, 메시지
신호 주파수    100 MHz이다. 
모의실험은 입력 Bias 전압 0.35 V, 0.4 V, 0.45 V 세 가

지 경우에 대해서 입력 AC 전압  을 0.05 V부터 1 

그림 7.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IMD3 특성
Fig. 7. IMD3 result of the CML frequency divider.

그림 8.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의 입력 bias 전압
sweep 결과

Fig. 8. Input bias voltage sweep response of the CML fre-
quency divider.

 
V까지 변화시켜 출력 전압 진폭의 피크 값으로 측정하였
다. 가 0.35 V일 때     0.05～0.45 V, 0.4 V일
때     0.05～0.4 V, 0.45 V일 때   0.05～0.35 V
가 선형 구간으로 추정되며, 증가된 bias 전압의 크기만큼
saturation 영역에 일찍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가
지 조건 모두 약 1.6 V의 출력 전압에서 saturation되는 것
을 확인하였고, 이때의 기저대역 입출력 신호는 약 12.5 
dB의 이득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AM 신
호 전송에 해당 영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파수 분할기의 기저대역 비선형성 등의 좀 더 면밀한

분석은 모의실험 소프트웨어의 제약으로 수행되지 못하

였으며, 설계된 칩이 제작된 이후 실험을 통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를 통해

AM 변조 신호의 전송 결과를 확인하였고, bias 전압의 변
화에 따른 출력 전압의 결과로부터 주파수 분할기의 선

형성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전류모드논리 주파수 분할기는 입력 주파수

100 MHz부터 3,000 MHz까지 2분할기로 동작하여 약

2,900 MHz의 대역폭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3 V에서  30 mA의 전류가 흐르고, 1,400 
MHz의 입력 주파수에서 —33  dBm의 최소 입력 전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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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저대역 AM 변조 신호 전송을 위한 모의실험으로부

터 변조지수 0.5인진폭 변조 신호를 인가하였을 때
1,400 MHz의 반송파 신호 주파수가 700 MHz로 분주되
고, 100 MHz의 메시지 신호 주파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IMD3의 모의실험 결과로부터 input 
power 0 dBm에서 약 —23.779 dBc의 IMD3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파수 분할기의 선형성 분석을 위한 결과로부터

세 가지 조건에서 선형구간을 추정하였고, 12.5 dB의 이
득을 가지며, 약 1.6 V에서 saturation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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